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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볼라드를 이용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창출 사례에 대해서
김재열 |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들어가며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에서도 지자체 등이 실시하
고 있는 생활도로의 교통안전대책의 실태를 파악·분석함과 동

일본은 생활도로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

시에 모범사례를 집약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해

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상태별로 보면 보행 중이나 자전거

서 2017년에 「생활도로의 교통안전확보에 관한 지자체 등의 시

승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

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3월에 제정된 제10차 교

본 글에서는 상기의 보고서에서 라이징볼라드를 활용한 마

통 안전기본계획에서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감

을만들기로 주목받고 있는 니카타(新潟)시 사례 중 히요리야마

소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발생지역의 위치, 형태 등을 분석하

(日和山) 소학교지역의 교통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그림 1]).

[그림 1] 니카타(新潟)시의 라이징볼라드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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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카에마치긴자 주변지역의 통과교통

히요리야마소학교지역의 교통안전대책
1. 히요리야마소학교의 개요

경찰서, 시(교육위원회, 도로관리자)가 연계하여 2016년 7월부
터 3번의 워크숍에서 교통안전대책을 검토하고, 국토교통성의
생활도로대책지역으로 등록하였다([그림 2]).

니가타시립 히요리야마소학교는 후루마치지구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에 위치한 니가타 류토(柳都)중학교에 인

3. 교통안전대책의 검토

접해 있다. 해당 지역의 북동쪽에는 히가시구지역을 연결하는

제1회 워크숍에서는 지역주민과 PTA (Parent-Teacher

니가타미나토터널이 2005년에 전면 개통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Association) 등 참가자가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발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하였으며, 통학로의 변경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논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1km 권역 내에 4개교가 있었지만,

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체의 공통인식은 사카에마치긴자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2015년 4월에 4개교가

의 통과교통이 많고, 주행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통합되어 히요리야마소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히요리야마소

또한, 통과교통의 실태를 바탕으로 사카에마치긴자를 통행규제

학교는 그 후 2년 동안 임시건물을 사용해 오다가 2017년 4월

하면 다른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아래의 조

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사를 실시하였다.
① ETC 2.0 프로브데이터분석: 규제속도 초과 및 위험행동

2.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하게 된 경위
히요리야마소학교 근처에 있는 시도(사카에마치긴자)는 도로

(급브레이크·급핸들 등)의 발생상황 등을 확인(※국토교
통성 니가타국도사무소 제공)

폭이 약 5m, 연장 170m의 일방통행규제도로로 아침 등교시간

② 번호판 조사: 통과교통의 실태를 파악

에는 통근자 등이 해당 지역에서 니가타미나토터널로 이용하여

③ 교통시뮬레이션: 통행규제에 의한 대체간선도로에 미치는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통과교통이 많았다. 이 도로

영향을 확인

가 히요리야마소학교와 니가타 류토중학교의 주요 통학로가 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사카에마치긴자를 통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주민이 대책을 요구하고

행하는 자동차 중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통행한

나섰다.

101대의 차량 중 90%가 통과교통이었으며, 66%의 차량이 미나

이번 학교 이전에 따른 통학로 변경을 계기로 국제교통안
전학회와 국토교통성 등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학교, 지역주민,

토터널방향으로 이동하는 통과교통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회 워크숍에서는 교통조사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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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히요리야마소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대책

협착(Choker)의 설치현황

험프(스무드보드) 및 신설보도의 현황

교통실태조사의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위험장소별로 구체적인

는 협착으로 진입속도를 억제시킨다.

대책메뉴를 논의하고 대책 안을 결정하였다. 제3회 워크숍에서

◆라이징볼라드의 운용방법 및 특징

는 학교, 경찰, 도로관리자가 대책안의 필요성과 실시여부를 비

교통규제의 시간대에 맞춰 다음과 같이 라이징볼라드를 운용

롯해 실시하는 대책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 등 실시시기를 포함

하고 있다.

한 실시방침을 정리하였다.

- 운용 개시: 2017년 4월 3일 ~
- 교통규제: 사카에마치 2쵸메 교차로에서 다음 시간대에

4. 2017년 4월 학교 이전까지 실시한 주요 시책
• 사카에마치긴자: 시간통행규제, 라이징볼라드, 협착(사카
에마치긴자의 중간지점), 그린벨트
• 존 30의 실시
• 히요리야마소학교 주변: 보도정비, 험프(스무드보도) 정비
• 기타: 보도 확폭,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추가 설치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자동차·오토바이의 통행을 규제
- 운영시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30분 ~ 오전 8시 15분
- 실시내용: 상기 시간대에 1개의 라이징볼라드가 상승한
상태가 된다.
이번에 설치된 볼라드는 국제교통안전학회가 개발한 슬림화
된 모델로 저렴한 라이징볼라드로서 모터구동식이기 때문에 기

5. 라이징볼라드의 설치개요

존의 에어구동식에 비해서 제어판이 슬림화 되어 있다.

등교시간대에 통과교통이 통학로인 사카에마치긴자에 유입

또한, 기존에는 상승시와 하강시에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구가 되는 교차로 부근에 경찰을

등으로 라이징볼라드의 존재와 상승·하강동작의 주의환기를

배치하여 아침시간대에 통행규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보완하

도모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였던 것을 변경하여 음성과 경

기 위해서 라이징볼라드를 사카에마치긴자 입구 부근에 설치

고등의 점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였다.

설치 시에는 통학로에서의 운용적응성(눈 등의 내후성 대응,

라이징볼라드는 도로의 중앙에 1개를 설치하고, 그 양쪽에

유지관리체제의 확인 등) 등의 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1년간의

1개씩 고정식볼라드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서 라이징볼라드

시험 운용을 실시한 후 효과검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라이징

의 운용시 옆으로 빠져 나가는 방지함과 동시에 운용시간 외에

볼라드를 본격 운용한다.

일본

미국

6. 설치 후의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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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모델 구축을 목표로 니
가타시를 포함한 25개 도부현 43개 구시정(区市町)이 「Smart
Wellness City 수장연구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니

않고 있다. 운용개시 초기에만 현지에서 경찰이 진입하려고 하

가타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자연과 걷고 싶어지는 도

는 운전자에게 교통규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였지만, 규제시

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라이징볼라드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간대의 무리한 통행과 가동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를 조합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어 주

라이징볼라드의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단기대책으로 실시한 각

거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

교통안전대책의 효과검증을 실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

라고 생각된다.

고 있다([그림 4]).

마치며
본 글에서 소개한 일본 니가타시가 추진하고 있는 健幸(건행)
도시(Smart Wellness City)는 초고령·저출산으로 발생하는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健幸(건행)」을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

[그림 4] 교통규제표지판과 라이징볼라드의 설치 상황

출처
1. 公益財団法人国際交通安全学会,ソフトライジングボラード導入ガイ
ドライン 2015, 2015.3
2.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3. 니가타현 니가타시 홈페이지, https://www.city.niigata.lg.jp/
4. 一般財団法人道路新産業開発機構 홈페이지, http://www.hido.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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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의 ‘슬로스트릿(Slow Streets)’
홍의석 | University of Oxford 국제보건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때 전 세계적으로 ‘슬로푸드’ 바람이 분 적이 있다. 슬로푸

장에서 평가하고 철저히 보행자 위주로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드란 다소 느리지만 음식 본연의 맛을 가진 제대로 된 음식을

것을 말한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

먹자는 운동이다.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 맥도날드가 들어

하거나 서행을 하면 뒷차의 경적소리를 듣게 되는 경험은 누구

왔는데, 이런 패스트푸드가 건강한 식습관을 망친다는 위기의식

나 한번쯤 해 봤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 도로에서 차를 느리게

이 팽배해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패스트푸드의 정반대 성격인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짜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교통체증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슬로스

최근 교통에서도 이런 슬로푸드와 비슷한 ‘슬로스트릿(slow
streets)’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슬로스트릿이란 근린주거지역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내 모든 도로를 보행자의 입

[그림 1] 속도저감 캠페인의 예

출처: Gale, 2016

트릿, 즉 느린 도로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느리게 가라니...
그렇다면 왜 슬로스트릿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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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스턴 슬로스트릿 시범사업 지정 구역

출처: City of Boston, 2017a

자동차가 도로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도로의 역할은 목적지에 최

2016년부터 슬로스트릿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의욕적으로 사업

대한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구축된 도로의 대부분이

을 추진하고 있다. 보스턴의 경우 슬로스트릿 구역으로 지정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들이다. 하지만 사

면 차량속도가 20마일로 제한된다. 슬로스트릿의 특징은 단순

람이 도로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도로의 역할이 달라져야 할 것

히 속도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써서

이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것도 중요

도로설계를 통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가는 것이다. 아무리 빨

다. 2016년 2개 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슬로스트릿 프로

리 갈 수 있다고 해도 위험한 도로라면 좋은 도로라고 할 수 없

그램은 2017년 4개 구역이 추가되고 앞으로 47개 구역이 추가

다. 도로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될 예정이다([그림 2] 참조). 슬로스트릿 프로그램은 주로 주거단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로가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지에 적용되는게 원칙이고 교통약자, 주민지원, 사고기록, 보행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물

및 자전거길 접근성등의 4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기준

론 속도만 낮춘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

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한다([표 1] 참조).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스턴은

사실 보스턴의 슬로스트릿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시작된 보행
자 중심의 도로설계 기법에서 유래되었다. 네덜란드의 본엘프
(woonerf)나 영국의 홈 존(home zone)이 슬로스트릿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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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나 완

일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입장에서 도로를 전혀

전도로(complete street)와 같은 슬로스트릿과 비슷한 프로그램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슬로푸드 운동이 전

이 존재한다. 하지만 보스턴처럼 ‘느린 도로’라는 슬로건을 전면

통과 느림의 미학을 식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슬로스

에 내세우는 도시는 아직까지 없었다. 보스턴의 슬로스트릿 프

트릿은 안전과 느림의 미학을 교통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로그램이 기존의 정책과 다른점은 교통정온화 기법이 몇몇 주요

아닐까.

도로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해당 구역내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는 점이다. 도로단위가 아니라 구역단위로 정책을 적용하는 이
유는 교통정온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교통정온화
기법을 몇몇 도로에만 적용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피해 주변 도
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의 슬로스트릿은 도로에서는 항상 빨리 가야한다는 기
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오히려 느린도로를 지향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
다 기존의 교통정온화 기법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

자료
1. City of Boston. 2017a. Stonybrook pilot. https://www.boston.gov/
departments/transportation/neighborhood-slow-streets/stonybrook
Retrieved 9/5/2018.
2. C ity of Boston. 2017b. Neighborhood slow streets. Scoring
methodology and application evaluation. https://www.boston.gov/
news/2017-neighborhood-slow-streets-zone-selection. Retrieved
9/5/2018.
3. Gale, Paula. 2016. No need for f-word, Slow Down campaign
good reminder for drivers. CBC News. https://www.cbc.ca/
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slow-down-frigs-sakescampaign-signs-stjohns-working-speed-drivers-1.3821739.
Retrieved 9/12/2018.

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처럼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로설계의

[표 1] 보스턴의 슬로스트릿 평가 항목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교통약자

-

커뮤니티 시설
학교 존재 유무
공원 존재 유무
청소년시설 존재 유무
도서관 존재 유무
공공주택 존재 유무
이해당사자 동의서 개수
주민설명회 개최 유무

주민지원
주민청원서 제출 유무
기타 민원 존재 유무
지역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무
사고기록
외곽 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무
1/2 마일 내 존재하는 전철 및 주요 버스노선 개수
보행/자전거길

버스노선이 존재하는 지역내 도로 개수
지역내 보행 및 자전거 루트 계획 유무

출처: City of Boston,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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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 Eindhoven University of Techonology 박사과정

들어가며
2017년 우리나라 교통안전 통계를 살펴보면 총 면적 5%에
불과한 도심지역에서 8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1].
특히,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주거 및 상업지역 생활도로
(도로폭 9m 미만, 이면도로, 보차혼용도로, 보차미분리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
의 65%에 달해 생활도로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

본엘프(Woonerf)의 법적 근거
네덜란드의 본엘프는 도로교통법 R V V (R e g l e m e n t
Verkeersregels en Verkeerstekens) 1966 제88조에 의해 법
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 보행자는 본엘프로 정해진 도로 내에서 도로 폭원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 본엘프에서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
는 안 된다.

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 본엘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보행자는 불필요하게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다 [2].

- 이륜차 이상의 동력을 가진 차량이 본엘프에 주차할 때에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길가장자리로만 통행하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했던 것에서 도로횡단, 주차, 공사의 경우 길가장자리
외 구역도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어느정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는 법에 의해 지정된 주차공간으로 표시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 지방조례에 의해 상기 표시 외에도 주차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의 가장자리 통행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를 인정하려

본엘프 내 도로 설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는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일찍이 1976년부터 본엘프

공공도로에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노상주차를 수용하

(Woonerf)를 도입하여 주거지역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면서

고 설계속도의 전반적인 감소를 목표로 한다. 본엘프 원칙 도입

도 차량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의 도로를 탄생시켰다.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우선도로와 비교할 때, 본엘프는 보행자

-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변경(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가 도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보장하고, 차량이 보

- 교통정온화(예: 속도 감소)

행자의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 보행자 안전 증가

수준의 통행권을 보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보행자우선도로와 유사한 개념인 본엘

- 소음 공해감소

프의 설계기준 및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과 및 한계점을 논

- 조경식재 등을 통해 도로의 미적 수준 향상

의하고자 한다.

- 소규모의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노상주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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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및 지침

놀기, 걷기 및 주차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주거
지역 도로와는 다른 설계구조를 가진다. 법적으로 ‘본엘프’의 지

1976년 네덜란드 정부는 본엘프의 설계기준 및 지침을 법적
으로 채택하였다. 본엘프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뿐만 아니라

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한다 [4].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본엘프 설계기준 및 지침(1976년)

1.

도로가 차도와 보도로 분리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본엘프 내 도로의 횡단측면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따라서 차도로부터 보도의 경계를 표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경계석은 약 25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함

2.

본엘프 내의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을 유발하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해야 함. 이러한 장치들 간의 간격은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제2조에서 언급한 교통정온화 시설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주거공간)로 유도해서는 안 됨

4.

본엘프 내에는 충분한 가로등이 제공되어야 함. 제2조에서 언급한 교통정온화시설은 밤에도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5.

본엘프는 주로 주거지역의 주거 특성을 향상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6.

본엘프 내 도로 또는 도로망은 오직 본엘프 내 목적지의 출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야 함(즉, 통과교통은 배제됨)

7.

본엘프 내의 도로에서는 낮은 수준의 통과교통량만이 허용됨

8.

수직요소(예: 가로화분대, 관목나무)는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9.

본엘프의 입구와 출구는 교통표지판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차량의 출입구 또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10.

주차를 위해 포장된 도로부분의 가장자리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주차를 나타내는 문자 ‘P’의 색은 다른 도로
포장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색이어야 함. 문자 ‘P’는 포장용 돌(포석)에 적용될 수 있음

11.

본엘프 내에는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함

12.

본엘프 내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통행 도로로 설계하여야 함

13.

긴급차량의 통행접근이 용이해야 함

14.

“본엘프”라는 문자를 교통표지판에 반드시 병기해야 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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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주민들의 사회 접촉의 증가 등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

1976년 본엘프는 법적 지위를 얻고 네덜란드 전역으로 확대

나, 본엘프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교통량을 가지는 주거지역에

되었다. 델프트 시에서 교통사고가 50% 가까이 감소하며 보행

만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을 유발하는 양상이 있는 주거지역에

자 보호 효과가 확인되자 네덜란드 전역에서 빠르게 정착됐다.

는 본엘프를 재건하는 것이 대체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현재 네덜란드 내에서는 주거지역, 도시 중심부 및 학교 등에

되었다 [5]. 또한, 입구와 출구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 주차공간

6,000곳 이상의 본엘프가 지정돼 있으며, 전체 인구의 20%가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족에

이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다.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한편, 본엘프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충
족하기에 비교적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한, 본엘프 내
의 도로에서 통과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도로망의
확장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본엘프의 원칙들은 도
심내 상업지역 및 번화가(winkelerven and dorpserven)로 확
장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
부는 1984년에 조사단을 편성하여 1976년 제정된 기존의 설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표 1]의 14개 엄격한 설계기준
을 6가지 기본 원칙으로 축소시켰다.
[표 2]의 새로운 설계지침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
른다. 본엘프는 단순한 교통 경로 그 이상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도로에서 잠시 멈추고 친목도모를 할 수 있으며, 보행자들이 상
호작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된다. 특히 본엘프는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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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엘프 설계기준 및 지침(1988년)

1.

본엘프는 주로 주거지역의 주거 특성을 향상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본엘프 내의 도로는 통과교통량이
배제되어야 함. 운전자는 본엘프에서 손님으로 역할함. 본엘프 내에서 교통량은 100대/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2.

교통정온화 시설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함

3.

도로가 차도와 보도로 분리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본엘프 내 도로의 횡단측면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4.

본엘프의 입출구는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주도로의 교차로 및 20m 이내에 설치 가능함

5.

주차를 위해 포장된 도로부분의 가장자리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주차를 나타내는 문자 ‘P’의 색은 다른 도로
포장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색이어야 함. 문자 ‘P’는 포장용 돌(포석)에 적용될 수 있음. 상업지구에서는 상하
차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짧은 시간의 주차가 허용됨

6.

“본엘프”라는 문자를 교통표지판에 반드시 병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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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그림 1]은 한국 도로교통공단[1]과 영국 교통부[2]에서 제공
한 한국과 영국의 연도별 음주 운전 관련 사망자 수를 나타낸

음주 운전 사고는 타인의 삶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을 만

것이다.

큼 위험하면서도 피해 가정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

비록 한국은 다양한 캠페인과 법 제정을 통해 음주 운전 사망

있다.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13번째로 폭음을 많이 하는 나라인

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영국 음주 운전 사망자수와

만큼,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맥주와 와인을 생활 속에서

비교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사망자수가 여전히 2배 이상이

늘 즐기지만, 여타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에

라 더 많은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해 상당히 엄격하다.

특히, 영국의 음주 운전 관련 사망자 수가 15년 동안 지속적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음주 운전 관련 사고의 심각성에 대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영국 정

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정부 및 시민 단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부의 강력한 법적 규제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관용의 법

캠페인 및 홍보 노력의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경향을

칙”에 의거한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단속은 국민으로 하여금 음

나타내고 있다.

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그림 1] 연간 음주 운전 관련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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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주 운전에 대한 대책을 영국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추세와 처벌 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과 제도적으로 어떠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음주 운전에 대한 대책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영국의 음주 운전 단속기준은 다
음과 같다. 영국(The United Kingdom)의 구성 중 하나인 스코
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한국
(0.05%) 보다 높은 0.08%이지만, 스코틀랜드(0.05%)는 한국과
같다 [5, 6]. 현재 영국 정부는 단속기준을 좀더 엄격히 다루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 교통부가 제공한 통계[2]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처벌받은 인원은 총 54,099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처벌을 받은 남녀 비율은 84%
대 16%이었다. 총 적발자 중 5%는 구속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수감되었다([표 2]).
이와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적발자 중 76%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
전자들은 적게는 £25 (환율 1,500원 기준, 37,500원)에서 많게
는 £500 (한화 75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상위

[표 1] 영국 구성국 혈중 알코올 농도(처벌기준) [5, 6]
스코틀랜드

0.05%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0.08%

[표 2] 최근 10년간(2005- 2015) 수감자 수 및 수감 기간
적발자(명)

수감기간

6,488

3개월 이하

5,385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26

6개월

3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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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적발자는 최대 £5,000 (한화 7,500,000원)까지 벌금이

하여, 면허 재발급 시, 운전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운전자

부과되었다.

가 알코올 중독 여부 등 음주 운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

특히 £2,500까지 벌금을 부여 받은 자는 3개월 수감 생활을

의 소견서를 운전 면허청(DVLA)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야 하며, 사고 강도와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경찰관가 정한

또한, 1년 이상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음주 운전 재활 프로그

기간만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이미 법적 제제를 받

램(Drink-drive rehabilitation scheme (DDRS) course)를 통해

아 운전 면허 정지된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시도

운전 면허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다 [4]. 해당 프로그램은 자발

하게 되면, 6개월간 감옥에 수감되게 되며, 무제한(Unlimited) 벌

적 프로그램으로써 음주 운전 적발자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이수

금을 부여받게 된다.

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무제한(Unlimited) 벌금은 음주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그리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 운전 적발자는 수강료

교통국에서 정의한 범위([표 3] 참고) 이상의 벌금을 말한다. 또

£250 (375,000원)와 함께 16시간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한 해당 적발자는 최소 1년간 운전면허 정지가 되며, 10년안에

교육을 완벽히 이수하게 되면 음주 운전 적발자가 받은 면허정

2번 적발되면 3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적발 시, 음주

지기간 중 3개월이 단축된다 [4].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간 면허 정지와 함께 6개월 감옥에
수감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무제한(Unlimited)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마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무제한(Unlimited) 벌금부과와 함께, 최고

현재 한국의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영국보다 엄격하다고 볼

징역은 14년에 처해지고, 2년간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된다. 그리

수 있으나 처벌 기준은 영국이 더 무겁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표 3] 최근 10년간 벌금형 적발자 수 및 벌금액수
적발자(명)

벌금액수

400

£25

5,292

£25 - £50

77,757

£50 - £100

82,320

£100 - £150

78,700

£150 - £200

58,341

£200 - £250

52,747

£250 - £300

78,583

£300 - £500

13,619

£500 - £750

4,653

£750 - £1,000

2,071

£1,000 - £2,500

205

£2,5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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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간은 최대 100일이고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제를
통해 면허를 재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사망사고 시 형사 처벌 최고 수위는 4년 6개월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영국의 음주 운전관련 처벌 내용보다 많이 가
볍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
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 및 거부와 관
련된 다양한 벌금형이 부과되나, 영국처럼 상황에 맞춰 무제한
(Unlimited)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면허 재취득 시, 재발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의사에게 진
단을 받고 의사 소견서를 운전 면허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조항이 없다. 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도 중
요하지만, 처벌강도 수위를 더욱 더 높인다면, 운전자에게 더욱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고는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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